
중요 정보 — Dell OptiPlex 790/990

경고 정보

경고: 경고는 재산상의 피해나 심각한 부상 또는 사망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이 있음을 알려줍니다.

시스템 보드

Dell OptiPlex 790/990 컴퓨터는 새 시스템 보드와 함께 제공되며, 다음 구성 요소는 제외됩니다.

• 방열판

• 전원 공급 장치 열 센서(데스크탑 섀시만)

방열판 제거

다음 이미지는 방열판과 함께 제공된 시스템 보드의 이전 버전을 나타냅니다.

그림 1 . 방열판이 장착된 시스템 보드의 이전 버전

A11 버전 이상으로 제공된 모든 시스템 보드에는 방열판이 포함되지 않습니다.

노트: BIOS 가 A11 이전 버전으로 다운그레이드된 경우, 오류 메시지가 표시됩니다.

`

규정 모델: D09M, D05D, D03S, D01U
규정 유형: D05D001, D03S001, D01U001, D01U00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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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원 공급 장치 열 센서 제거

전원 공급 장치 열 센서가 데스크탑 섀시에서만 제거되었습니다.

그림 2 . 열 센서 및 방열판이 장착된 시스템 보드가 제거됨

1. 열 센서 커넥터-1 및 케이블이 제거됨

2. 칩셋 방열판이 제거됨

3. 열 센서 커넥터-2

노트: 시스템 보드를 데스크탑 섀시용 새 시스템 보드로 교체할 경우, BIOS 버전이 A11 이상인지 항상 확인

하십시오.

경고: BIOS 를 업데이트하지 않는 경우, POST 중 Alert! Chipset heat sink not detected(경고! 칩셋 방열판이 감
지되지 않음) 오류 메시지가 표시됩니다.

노트: 새 시스템 보드 - 모든 구성 요소 온도가 적정 사양 범위에 있는 것으로 시험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.

노트: 새 시스템 보드 - 시스템 성능에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.

이 발행물에 수록된 정보는 사전 통보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
© 2012 Dell Inc. 저작권 본사 소유.

Dell Inc.의 서면 승인 없이 어떠한 방식으로든 본 자료를 무단 복제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.

본 설명서에 사용된 상표: Dell™, DELL 로고, Dell Precision™, Precision ON™,ExpressCharge™, Latitude™, Latitude ON™, OptiPlex™, 
Vostro™ 및 Wi-Fi Catcher™는 Dell Inc.의 상표입니다. Intel®, Pentium®, Xeon®, Core™, Atom™, Centrino® 및 Celeron®은 미국 및 기
타 국가에서 Intel Corporation 의 등록 상표 또는 상표입니다. AMD®는 Advanced Micro Devices, Inc.의 등록 상표이고 
AMD Opteron™, AMD Phenom™, AMD Sempron™, AMD Athlon™, ATI Radeon™ 및 ATI FirePro™는 상표입니다. Microsoft®, 
Windows®, MS-DOS®, Windows Vista®, Windows Vista 시작 버튼 및 Office Outlook®은 미국 및/또는 기타 국가에서 Microsoft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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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orporation 의 상표 또는 등록 상표입니다. Blu-ray Disc™는 Blu-ray Disc Association(BDA)이 소유한 상표이고 디스크 및 플레이
어에 대한 사용 허가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. Bluetooth® 워드 마크는 Bluetooth® SIG, Inc.가 소유한 등록 상표로 사용권 계약에 
따라 Dell Inc.에서 사용합니다. Wi-Fi®는 Wireless Ethernet Compatibility Alliance, Inc.의 등록 상표입니다.

본 발행물에서 특정 회사의 표시나 제품 이름을 지칭하기 위해 기타 상표나 상호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. Dell Inc.는 자사가 
소유하고 있는 것 이외의 타사 소유 상표 및 상표명에 대한 어떠한 소유권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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